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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지 않는 우리나라나 북미의 경우 응급구조사에 의한 

초음파 결과의 신뢰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병원전 초음파의 사용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현장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임상적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 상업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초음파 장비와 노트북 컴퓨터, 3G 무선 통신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혈복강을 

구현할 수 있는 팬텀을 이용하여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가 복부초음파 영상을 

획득하여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된 영상을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단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상의 질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사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 : 23 개의 전송된 영상 중에서 21 개의 영상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두 

13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8 명의 전문의 및 5 명의 전공의)가 판독에 참여하였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0%, 85.3%였으며 95% 신뢰구간은 83.5-94.6%, 

78.4-90.7%였다. 또한, 혈복강 여부에 대한 복부초음파 진단의 정확도는 

87.7%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사이에 진단 정확도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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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응급구조사에 의해 시행되고 전송된 복부초음파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혈복강을 진단하는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임상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전송 시스템에 의한 혈복강 진단의 

정확도는 87.7%이다. 향후 실제현장을 염두에 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단어 : 병원전, 응급구조사, 초음파, 실시간전송,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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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은 지속되어 왔으며, 병원단계 응급의료는 시설, 장

비, 인력 면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기능적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

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전 119 응급의료체계는 기본응급의료서비스 

(Basic Life Support)만 제공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준의 한 

서비스만 제공할뿐더러, 지역 특성의 구분 없이 같은 유형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병원 전 응급의료의 수준은 과

거 구조 및 이송(Rescue and Transport)이라는 기본 응급의료(Basic Life 

Support, BLS) 개념에서 구조, 평가, 처치, 중증도 분류, 및 이송(Rescue, 

Evaluation, Treatment, Triage and Transport)이라는 전문 응급의료(Advanced 

Life Support, ALS)로 그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병원 전 응급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탑재

한 중환자 전용 구급차의 도입(Mobile-ICU 혹은 ALS 구급차)과 전문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응급구조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특히 

응급구조사에 의한 외상 환자의 중등도 분류는 병원 전 의료지도, 환자처치, 이송병

원 선정 그리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정보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외상 환자의 신속한 진단, 중등도 분류, 조기 처치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3. 복부 외상의 경우 이학적 검사는 신뢰할 수 없으며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촬영 같은 영상학적 진단도구가 필요하다4-6. 외상 환자의 복강 내 출혈 

발견 및 그에 따른 중등도 분류시 복부초음파가 매우 유용하며7-8, 만일 영상학적 

진단도구를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다면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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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을 것이다9-13. 구급차에 탑승한 의사나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단기교육(1 day course)으로 신뢰할 만한 복부초음파(Focu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 FAST)를 시행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은 이미 수

차례 발표된 바 있다14-20. 하지만 단기교육 후 응급구조사에 의한 복부초음파

(FAST)의 정확성이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23-25는 아직까지 미비하며 특히, 

이의 전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27-28. 

병원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의 경우 병원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

직까지 관례화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유럽과 달리 직접 의료인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급대원에 의한 초음파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병원전단계의 초음파 시행

이 응급의학 영역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복부나 흉강의 저류된 액체 발견이나 임신

여부 진단, 심장에 대한 진단, 간, 신장, 소장, 비장 및 췌장 등과 관련한 각종 진단

에도 유용하고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도 PEA를 감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헬기나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의

학 의사들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이미 알려진 병원단계의 초음파 유용성을 병원전

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기에 우리 실정과는 다르다. 최근 미국에서는 구급대원이 시

행하는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하면서 초음파 probe의 위치를 

조정하여 원하는 영상을 얻도록 시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5분내에 원하는 영

상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2. 이와 달리 위성전송을 이용한 초음파 전송의 경

우 임상적용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라는 보고도 있었다26.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부초음파(FAST)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사전연구에 이어, 병원 전 단계에서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

부초음파(FAST)의 영상 전송 및 이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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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가. 응급구조사 초음파 시행에 관한 선행연구 

 

1) 연구대상 

 

연구 기간 중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만 18세 성인환자 중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거나 혹은 예정인 환자이며, 피험자나 

법정 대리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와 응급의료센터 방문시 이미 사

망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교육과정을 통해 초음파의 원

리, 복부해부학을 포함한 2시간의 이론 교육와 초음파 기기 작동법을 교육하였으며 

이후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복부초음파(FAST)를 적용해

보는 2시간의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복부초음파 교육을 받고 연구에 참여하

는 응급구조사가 야간 응급실 업무에 참여하기 전 오후 9:00에 재원하고 있는 환

자 중 권역센터 내 응급CT실에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이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이

미 실시한 환자를 파악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피험자 선정기

준에 맞는지 확인 후 구두설명을 하고 동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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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음파(FAST)를 시행하고, 증례기록지를 통해 연구등록번호, 이름, 나이, 성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수, 호흡수, 복부초음파(FAST) 복강내 체액저류 여

부, 복부초음파(FAST) 소요시간의 결과를 기록하였다. 연구대상 환자에 대한 자료

는 별도의 연구등록번호를 기입한 증례기록지로 수집하여 전산에 입력하였다. 응급

구조사가 시행한 복부초음파(FAST)의 결과와 확진 도구인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의 결과를 비교하여 복부초음파(FAST)의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정확도를 계산하

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정식 판독은 근거로 

하였으며 복강내 체액저류의 여부, 위치 및 체액저류 양도 정식판독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5일 까지 97일간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60명 중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맞는 403명에게 동의서를 제출하여 

240명(59.5%)에서 연구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복부초음파 (FAST) 시

행시간은 124.9 ± 60.3초 이었다. 연구대상 중 남녀 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환

자의 주 진단은 악성 신생물이 98명(40.8%)으로 제일 많았다(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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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ati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0 (%) 

Sex   

Male 131 54.8 

Female 109 45.2 

Main diagnosis   

Neoplasm 98 40.8 

Disease of digestive sSystem 76 31.6 

Infectious disease 35 14.5 

 Disease of other System 31 12.9 

 Mean SD 

Age 57.9 16.7 

Systolic blood pressure 122.4 25.0 

Diastolic Blood pressure 74.6 15.4 

Pluse rate 92.7 20.0 

Respiration rate 20.4 2.0 

SD: standard deviation   

 

대상 환자들의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중 총 80건에서 복강내 혹은 심막강내 체액 저

류가 발견되었으며 체액 저류의 위치는 골반강이 39예(48.8%)로 제일 많았다. 체

액저류의 양은 소량(small amount)이 51예(63.8%), 중간량(medium amount)이 

15예(18.8%), 대량(large amount)이 14예(1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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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findings 

 Number (%) 

Ascite amount   

Small 51 63.8 

Medium 15 18.8 

Large 14 17.6 

Total 80 100 

Ascite location   

 Cardiac 1 1.3 

 RUQa 23 28.8 

 LUQb 1 1.3 

 Pelvic 39 48.8 

 RUQ+LUQ 2 2.5 

 LUQ+Pelvic 2 2.5 

 RUQ+Pelvic 7 8.6 

 RUQ+LUQ+Pelvic 5 6.3 

 Cardiac+RUQ+LUQ+Pelvic 0 0 

Total 80 100 

RUQ: right upper quadrant 

LUQ: left upper quadrant 

 

확진 검사인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결과와 비교하여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부

초음파(FAST)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는 각각 61.3%(95% Confidence 

Interval: 50.3-71.2), 96.3%(95% Confidence Interval: 92.1-98.3), 

84.6%(95% Confidence Interval: 76.7-92.5)이었다. 복강내 체액 저류량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부초음파의 복강내 체액 저류 발견율(Detection Rat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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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량 이상에서 86.2%를 보였다.  

 

Table 2.3 Overall result of FAST examination performed by EMT 

FAST findings 

Abdominal CT findings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 

(95% CI) 

Accuracy

(%) 

(95% CI)

Ascites(+) Ascites(-)

(n=80) (n=160) 

Ascites(+) 49 6 61.3 

(50.3-

71.2) 

96.3 

(92.1-

98.3) 

84.6 

(76.7-

92.5) Ascites(-) 31 154 

FAST: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T: computed tomography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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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음파 영상의 전송에 관한 선행연구  

 

1) 연구대상  

 

초음파 영상의 질 관리에 이용되는 도구인 multipurpose phantom model 

539(ATS laboratories, Bridgeport, CT, USA)를 이용하였다. 

 

 

Figure 2.1 Multipurpose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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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병원전 초음파 영상의 실시간 전송을 위하여 휴대용 초음파(Sonosite Inc., Bothel, 

WA, USA) 기계를 이용한 초음파 영상 전송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는 초음파 장치

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획득한 뒤 초음파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하고 이를 와이브로 무선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응급실로 실시간 전송하는 장치

이다. 이를 이용하여 응급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송된 초음파 영상을 모니터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두명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구급차에 탑승하여 다목적 팬텀을 대상으로 초음파 영상

을 획득하고 이를 실시간 전송하였다. 영상의 획득과 전송은 응급실로부터 1, 3, 5, 

10, 15km 거리의 위치에서 정지시에 시행하였고 각 위치간 이동시에도 시행하였

다. 

병원전 초음파 영상의 실시간 전송의 성공률, 전송된 영상 파일의 크기, 그리고 전

송 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전송된 초음파 영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1명의 영

상의학과 의사가 공간 해상도 (spatial resolution: 0-11점), 최대 깊이 관통

(maximum depth penetration: 0-8점), 기능적 해상도(functional resolution: 0-

8점), 회색조와 역학 범위(gray scale and dynamic range: 0-6점) 등을 점수화하

여 평가하였다. 

 

  



10 

 

3) 연구결과 

 

총 15회의 병원전 초음파 영상의 획득 및 전송을 시도하였고, 7회는 각 거리의 위

치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시도하였고, 8회는 구급차 이동 중에 영상획득 및 전송을 

시행하였다. 총 15회의 전송 시도 중 13회(86.7%)에서 초음파 영상의 획득과 전

송에 성공하였다. 전송된 영상의 파일 크기는 평균 686.0kbyte (최소:65.6, 최대: 

1554.4)였고, 전송 속도는 평균 669.9kbyte/s (최소: 64, 최대: 1518)이었다. 

 

Table 2.4 Result of real time transmission of US images from ambulance to ED 

  
File size 

(kbyte) 

Transmission speed 

(mean, kbyte/s) 
Transmission site

Transmission  

success 

1 65.5 64 Migration Yes 

2 316.9 309.5 1 km Yes 

3 750.6 733 1 km  Yes 

4 745.0 727.5 Migration Yes 

5 72.7 - Migration No 

6 411.1 401.5 3km  Yes 

7 644.6 629.5 Migration Yes 

8 541.2 528.5 5km  Yes 

9 1554.4 1518 Migration Yes 

10 685.6 669.5 10km  Yes 

11 992.8 969.5   Migration Yes 

12 763.4 745.5   Migration Yes 

13 583.7 570 15km  Yes 

14 863.7 843.5   Migration Yes 

15 2022.4 -   Mig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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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전송을 성공한 13개의 영상 중에서 12개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의 질을 평

가하였다. 1개의 영상은 질 평가를 하기에 영상의 크기가 작아서 제외하였다. 공간 

해상도 기준에서는 12개의 영상 모두가 11점을 획득하였다. 최대 관통 깊이에서는 

9개의 영상이 8점, 3개의 영상이 7점을 받았다. 기능적 해상도에서는 10개의 영상

이 7점, 2개의 영상이 6점을 받았다. 회색조와 역학 범위에서는 3개의 영상이 5점, 

6개의 영상이 4점, 그리고 3개의 영상이 1점을 받았다. 

Table 2.5 Evaluation of transmitted US images by radiologist 

  
Spatial 

resolution 

Maximum depth 

peneration 

Functional 

resolution 

Gray scale and 

dynamic range 

 0-11 0-8 0-8 0-6 

1 NA NA NA NA 

2 11 8 7 4 

3 11 8 7 4 

4 11 7 7 4 

5 NA NA NA NA 

6 11 7 7 4 

7 11 7 7 4 

8 11 8 7 5 

9 11 8 6 4 

10 11 8 7 5 

11 11 8 6 4 

12 11 8 7 4 

13 11 8 7 3 

14 11 8 7 5 

15 NA NA NA NA 

Acceptable 

image 

≥11 ≥8 ≥6 ≥4 

13/13 10/13 13/13 12/13 

100% 76.9% 100%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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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재료 및 방법 

 

가. 전송장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로는 예상치 

못한 접속 끊김 현상과 불안정한 밴드위스 변화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

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예상치 못한 접속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 현재 얼

마만큼의 의료 데이터가 원격지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

은 TCP 소켓의 경우 접속 해지 시 전송상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

문이다. 더욱이 TCP 소켓에 입력된 데이터도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추가로 버퍼링 해 놓지 않은 경우 손실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또한, 가변적인 네트워크 전

송속도 하에서 지속적인 데이터 전송은 TCP 소켓의 dead lock을 유도할 수도 있

고, 또한 전송 버퍼의 오버플로우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만약, 

데이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버퍼 크기를 증가시킨다면, 이는 실시간 반응성의 특성

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사용 무선네트워크의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의료 목적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송계층에 해당하는 무선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1. 접속해지 시 자동 재접속 시도 

  2. 데이터 완결성 보장 

  3. 주기적 연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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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자 프로그램에 RTT (Round Trip Time) 정보 제공 및 버퍼 사용율 정보 

제공 

각각의 특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1번 특성의 경우 무선 상황에서는 접속 끊

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반응성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재접속

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재접속 시도를 하는 것이 더 빠른 반

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번의 경우 의료 데이터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패킷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수신 측에서 확인

함으로써 접속 해지 후 재접속이 이뤄진 후에도 데이터를 손실 및 중복 없이 완결

성을 유지할 수 있다. 3번의 경우 주기적으로 소켓의 연결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발

생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주기적으로 연결확

인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 특성의 경우 사용자 프로그램

에 현재 RTT 값과 내부 전송버퍼의 포화율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와 같은 무선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실시간 초음파 영상의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무선 네트워크는 3G 망을 사용하였고, 초음파 영상 획

득을 위해 SonoSite TITAN® and C60/5-2 Convex Array Abdominal 

transducer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은 사전에 훈련된 구조사에 의해 지정된 위

치와 순서에 의해서 획득된다. 획득된 아날로그 영상은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 

640x480 크기로 변환되어 소형 랩탑 컴퓨터에서  캡쳐 된다. 이후 영상 데이터는 

JPEG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인코딩 되어 전송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선

된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밴드위스가 늘어났음에도 아직 

실시간 영상 스트림을 보낼 만큼의 밴드위스를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확보하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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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변적인 무선 네트워트의 밴드위스에 대처하기 위

해 압축율과 frame rate를 조절하였다. 영상 화질의 평가는 PSNR (Peak signal-

to-noise)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30~50dB 의 값으로 

압축을 하지만 무선 전송의 경우 20~25dB 값도 허용된다. 하지만 의료 영상의 경

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초음파 영상의 경우 흑백 영상으로 구성되

기 때문에 높은 PSNR 값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영상 압축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초음파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팬텀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30~40dB 

사이의 PSNR 값을 갖는 압축율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의 경우 일반 영상과 달

리 영상의 대부분이 검은색이고, Gray-Scale 영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상의 

고화질을 유지한 채 압축율을 높힐 수 있었다.  

앞서 설명된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전송 알고리즘에서 우리는 RTT 정보와 

전송 버퍼의 포화율 정보를 사용자 프로그램 계층에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자로 하여금 데이터 전송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그램의 안정화된 성능과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개발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은 각각의 기능을 바탕으로 각각 독립적 모듈로 개발된 

뒤 최종적으로 사용자 프로그램 계층에서 그 기능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각각 모듈

들의 기능은 철저히 가상화 (abstract) 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전송율의 변화가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즉, 입력 데이터

가 전송 버퍼내로 이동한 것이 곧 전송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전송상태 정보를 사용자 프로그램에 제공함으로써 영상 데이터 처리 모듈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데이터 전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데이터 입력 속도보다 전송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상태를 가장 

잘 제공하는 것이 RTT 값과 전송버퍼의 포화율이다. RTT 값은 서버와 클라이언



15 

 

트 사이에 실시간 데이터 전송율 정보를 제공한다. 즉, 앞선 데이터 전송속도를 바

탕으로 다음번 데이터 전송속도 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전송버퍼의 

포화율의 경우 현재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 입력 속도와 데이터 전송의 상대적인 속

도를 반영한다.  RTT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것이라면, 전송버퍼 포화율은 데이터 

버퍼링을 통해 RTT 보다는 한 단계 느리지만 전체 스루풋 (throughput)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RTT 값을 모니터링하며 조절하였고, 전송버퍼의 

포화율을 바탕으로 frame rate를 변경하였다. 정해진 범위(PSNR: 30~40dB) 내에

서 영상의 화질 조절은 frame rate 조절에 비해 데이터량 변화가 작기 때문에 실시

간 네트워크 상태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Frame rate의 경우 구조사가 화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이 높을수

록 유리하지만 frame rate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크기가 급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15fps에서 최소 1fps 까지 가변적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Figure 3.1 Real-time transmission device for ultrasound images (Ultrasound

+capture-board +Notebook PC + 3G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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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mbulance inside 

 

나. 전송 알고리즘 및 PSNR 

 

원격지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영상처리 파트, 네트워크 파트, 서버 파트와 같이 크게 3개의 파트로 나

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 영상처리 파트는 이미 여러 타 연구들을 통해서 최

적화가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파트와 서버 

파트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쓰임새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연구에 맞게 개발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3.3과 같이 영상 처리 파트는 

Dshow.Net과 JPEG 압축/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 파트와 서버 파

트는 자체 개발되어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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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을 요약하면 초음파 장비로부터 나오는 영상 이미지를 Dshow.Net 라

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압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JPEG 압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압축하였다. 이 압축된 이미지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통해

서 직렬화(Serialization)가 되어 서버를 통해서 병원의 응급 의료진에게 전달이 된

다. 수신 과정은 전송 과정의 역순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직렬화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객체화(Objectivation)이 되고 그것을 JPEG 해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PC상에 출력하게 된다. 

 

네트워크 파트와 서버 파트는 기본적으로 n:n 통신(P2P 서버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병원의 방화벽(Firewall)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DMZ서버 

네트워크로 구현이 되어 있다. DMZ서버 기능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병원 응급 구조실에서 사용하는 장비 모두 Client의 개념으로 

Outbound Connection을 하게 된다. 단일 Client의 네트워크 파트는 Figure 3.3과 

같다. 

Figure 3.3 Wireless network system block diagram for moving ambu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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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파트의 모듈 구성은 크게 송신 버퍼(Tx Data), 수신 버퍼(Rx Data) 그리

고 자체 정의된 패킷 프레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송신과 수신 버퍼는 같

은 형태의 개념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직렬화된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도 받을 수 

있는 1차 버퍼와 그것을 실제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네트

워크 층으로 전달할 때 필요한 Backup 버퍼가 스레드의 형태로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 이는 UI 혹은 네트워크 층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모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

한하여 모듈을 독립 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자체 정의된 패킷 프레임

은 직렬화된 객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64kB까지 그 크기를 자체

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크기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각 영상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전체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Figure 3.4와 같이 현재 프레임 패킷의 송신자와 수신자를 정의하는데 이때 단순히 

송수신자 정보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타입도 같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

다. 이것은 직렬화와 객체화를 용의하게 하며 이기종간 통신에서도 데이터 전송의 

Figure 3.4 Network protocol and packe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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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높여 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의 독립 패킷 프레임에 송수신자 정보

를 따로 정의한 것은 n:n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했기 때문이다. TCP/IP 통신의 특

성상 이미 송수신자의 IP정보가 패킷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MZ 서버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n:n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패킷 프

레임 자체에도 송수신자의 고유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서버 파트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DMZ 서버의 구조와 P2P 서버의 

구조를 모두 가져야 하며, 그 이외에도 다른 서버와는 달리 의료 정보를 전송하는 

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네트워크 파트의 경우 

backup 버퍼가 있어서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경우에 마치 서

버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다. 이는 단순히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망제공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서버 파트 자체의 문제일 수

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시자(Observer) 모듈이 필요하

다. 감시자 모듈은 서버 파트의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서버의 상태를 

항시 저장하며 동작한다. 만약 서버 혹은 그 부속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

면 전체 시스템을 자동으로 셧다운(Shutdown)을 시킨 후 재시동(Reboot)을 한다. 

재시동이 끝난 후에는 바로 이전 상태로 서버를 복구시켜서 아주 짧은 시간(1-5

초)을 제외하고는 항상 서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한다. 또한 감시자 모듈은 자기 스

스로가 이상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귀 동작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상태가 이상할 경우에도 강제로 셧다운 시킨 후 자동으로 재시동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감시 방법을 이용하여 서버 파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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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부와 원격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거쳐야 한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의 Inbound 포트를 여는 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서버 파트는 병원 내에서 밖으로 접속을 하는 Outbound Connection을 수행해야 

한다. Figure 3.5와 같이 서버 파트는 모든 접속 대상을 Client로 인식하고 그 

Client가 속해 있는 채널(Channel)을 자동으로 찾아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채널은 Figure 3.6과 같이 송수신 Client 1개씩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송수신 Client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같은 채널 안

에서 n:n통신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병원 내의 여러 의료진과 여

러 구급차를 각각의 목적에 맞는 채널별로 통신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Figure 3.5 Server modules for DMZ and P2P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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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Network channels in server module 

 

본 연구에 사용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Figure 3.7과 같다. 기본적으

로 영상을 확인하는 UI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로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영상 출력 프로그램과 로그 프로그램을 분리한 것은 연속적으로 

전송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누적된 그 데이터의 저장을 분리함으로써 프로그램

이 오동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마이크로

소프트) 프로그램은 실시간 데이터와 대용량 파일 저장을 함께 수행할 경우 스레드 

충돌(Thread Conflicts)이 발생하면서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같이 두 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나눌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완전히 놓치는 경우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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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로그 프로그램은 UI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다. 즉 UI 프로

그램을 동작시키면 로그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며 일반적

인 경우에는 특별한 조작 없이 원하는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Figure 3.7 User interface(UI) for relief staffs in ambulance and medical doctors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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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이미지 화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PSN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PSNR이란 

앞서 간략히 설명한 것과 같이 압축한 이미지가 원본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평가하

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컬러 이미지의 PSNR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그레이 스케일의 초음파 영상의 경우에는 명도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명도 단계의 PSNR을 구하기 위해 기존 RGB포맷

의 데이터를 YUV(YCbCr 디지털 영상 신호) 포맷으로 변경하고 밝기 정보를 가지

고 있는 Y값만 사용하였다. RGB 포맷을 YUV 포맷으로 변경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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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전송 및 평가 

 

인체의 내부 장기를 그대로 만들었으며 혈복강을 재현할 수 있는 인체 팬텀을 이용

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구조사가 병원전 단계 초음파를 시행하고 이를 응급실로 전

송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혈복강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그림과 같은 인체 모형의 팬텀을 준비하였다. 팬텀은 정상적인 복강내 장기의 

모양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혈복강 상황이 재현되어 있어 초음파로 

액체의 저류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였다. 

이전에 시행한 응급구조사의 초음파 시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참여했던 구조사 1

명을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정해진 무작위 배정표에 따라 팬텀의 혈복강 재현여부를 

결정하여 준비하였다. 

응급실로부터 0, 1, 3, 5, 10, 15km 거리에서 정차시와 이동 중에 팬텀에 대해 초음

파를 시행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응급실에 전송하였다. 전송된 초음파 영상 자료의 

순서를 통계 프로그램의 무작위 값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 배정함으로써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영상의 전송 거리, 구급차의 이동여부 및 초음파 검

Figure 3.8 Phantom for Focused Abdominal Sonography for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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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행한 응급구조사의 학습효과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였다. 배정된 순서대로 

편집된 초음파 영상을 한번씩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보여주고 미리 준비한 문제지에 

혈복강 유무를 판단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혈복강에 대한 판정기준은 혈복강 상

황이 재현된 팬텀에서 수행된 초음파 영상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영상의 편집 순서

와 혈복강 유무는 영상의 편집자만 알 수 있었으며 연구자 및 초음파 영상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모른 상태로 진행되었다.  통계학적 분석은 STATA/MP 

버전 11.0 (StataCorp., College Station, TX)의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을 이용하여 응급의학과 의사의 혈복강 진단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를 산출하고 혈복강에 대한 병원 전 초음파 검사의 예측도를 평가하

였다. 또한 영상 전송 거리, 구급차의 이동유무 및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

의 자격(전문의/전공의)별로 혈복강에 대한 병원 전 초음파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및 예측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상 전송 거리, 이

동유무, 응급의학과 의사 자격을 보정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AUC(area under 

curve)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송된 초음파 영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응급실로부터 0, 1, 3, 5, 10, 

15km 거리에서 정차시와 이동 중에 인체팬텀이 아닌 다목적 팬텀을 대상으로 초

음파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역시 실시간 전송하였다. 이렇게 저장된 전송 초음파 

영상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사의 평가를 진행하여 공간 해상도 (spatial resolution: 

0-11점), 최대 깊이 관통(maximum depth penetration: 0-6점), 기능적 해상도

(functional resolution: 0-6점), 회색조와 역학 범위(gray scale and dynamic 

range: 0-5점)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통해 전송된 영상의 질평가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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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응급실로부터 1, 3, 5, 10, 15km 거리의 위치에서 정지시와 각 위치간 이동시에 시

행하고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초음파 영상의 기본적인 특성은 Table 5.1과 

같다. 23개의 초음파 영상 중 저장된 분량이 너무 짧아 초음파 영상 판독에 적합하

지 않은 2개의 영상(3km/정지/정상소견/0초, 5 to 10km/이동/비정상소견/4초)을 

제외한 21개의 초음파 영상(비정상 10례/정상 11례)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4.1 Charateristics of transmitted US images  

거리(km) 
구급차 

이동여부 
영상소견

판독 배정 
순서 

Image 
frame 

영상전송 
소요시간(초)  

비고 

0 to 1 이동 

비정상 9 

198 304 재접속 2회

정상 6 

1 정지 

비정상 23 

146 208 

 

정상 18 

1 to 3 이동 

비정상 2 

143 207 재접속 1회

정상 17 

3 정지 

비정상 10 1 0 재접속 2회

비정상 22 4 36  

정상 3 47 67  

3 to 5 이동 

비정상 4 

151 226 재접속 1회

정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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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지 

비정상 16 39 57  

정상 14 45 63  

5 to 10 이동 

비정상 20 18 72  

정상 7 43 58  

정상 21 5 4 터널 

10 정지 

비정상 12 45 50  

정상 11 20 29  

10 to 15 이동 

비정상 5 19 26  

정상 1 48 68  

정상 13 37 52  

15 정지 

비정상 15 73 82  

정상 8 38 65  

 

무작위 순서로 편집된 초음파 영상의 판독에는 3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8명(61.5%), 전공의 5명(38.5%)으로 구성된 13명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참가하였다.  

무작위 순서로 편집된 21개의 초음파 영상(비정상 10례/정상 11례)에 대한 민감도

와 특이도는 각각 90.0%(95% Confidence Interval: 83.5-94.6), 85.3%(95% 

Confidence Interval: 78.4-90.7)이고 정확도는 87.7%(95% Confidence 

Interval: 83.8-91.6)로 나타났다(Tab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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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Overall result of transmitted FAST images interpretation 

US interpretations

Transmitted FAST images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 

(95% CI) 

Accuracy

(%) 

(95% CI)

Abnormal 

Phantom 

Normal 

Phantom 

(n=130) (n=143) 

Abnormal 
(n=13

8) 
117 21 90 

(83.5-

94.6) 

85.3 

(78.4-

90.7) 

87.7 

(83.8-

91.6) Normal 
(n=13

5) 
13 122 

FAST: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 

US: ultrasound sonography 

CI: confidence interval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자격(전문의/전공의) 수준에 따른 민감도, 특이

도는 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각각 90.0%(95% Confidence Interval: 81.2-95.6), 

88.6%(95% Confidence Interval: 80.1-94.4)이고 전공의 자격자에서는 각각 

90.0%(95% Confidence Interval: 78.2-96.7), 80.0%(95% Confidence Interval: 

67.0-89.6)이었다. 응급의학과 자격 수준에 따른 전송된 초음파 영상에 대한 판독

의 정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전문의 vs. 전공의: 

89.3(84.6-94.0) vs. 85(78.2-91.8), p=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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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by EM physicians’position 

 N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95% CI) 

Accuracy(%) 

(95% CI) 
p-value 

EM board 168 
90 

(81.2-95.6)

88.6 

(80.1-94.4) 

89.3 

(84.6-94.0) 
0.31 

EM resident 105 
90 

(78.2-96.7)

80 

(67.0-89.6) 

85 

(78.2-91.8) 

EM: emergency medicine 

CI: confidence interval 

 

초음파 영상 전송 상황 및 전송된 영상 판독자에 의한 병원 전 초음파 영상의 혈복

강 판독의 정확도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상 전송 거리, 구급차

의 이동유무 및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자격(전문의/전공의)에 대해 보

정한 모형의 혈복강에 대한 판독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보정하지 않은 모형과 다변

수 보정 모형의 AUC(area under curve)값은 각각 0.877(95% Confidence 

Interval: 0.838-0.916), 0.897(95% Confidence Interval: 0.858-0.935)이었고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0.05, Figur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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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omparison of accuracy with unadjusted and adjusted models 

 N AUC Standard error 95% CI p-value

unadjusted model 273 0.877 0.020 0.838-0.916 
0.05 

*adjusted model 273 0.897 0.020 0.858-0.935 

EM: emergency medicine 

AUC: area under curve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EM physicians’ position(board/resident), ambulance move/stop an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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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을 통해 수집된 거리 및 이동여부에 따른 12개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의 질을 

평가하였다. 공간 해상도 기준에서는 12개의 영상 모두가 11점을 획득하였다. 최대 

관통 깊이에서는 9개의 영상이 8점, 3개의 영상이 7점을 받았다. 기능적 해상도에

서는 10개의 영상이 7점, 2개의 영상이 6점을 받았다. 회색조와 역학 범위에서는 

3개의 영상이 5점, 6개의 영상이 4점, 그리고 3개의 영상이 1점을 받았다. 

 

Table 4.5 Evaluation of transmitted US images by radiologist 

Distance 

(km) 
Moving

Spatial 

resolution 

Maximum depth 

peneration 

Functional 

resolution 

Gray scale and 

dynamic range 

Range  0-11 0-6 0-6 0-5 

0 N NA 3 3 2 

0-1 Y 11 5 4 4 

1 N 11 5 4 4 

1-3 Y 11 5 5 3 

3 N 11 5 5 3 

3-5 Y 11 5 5 4 

5 N NA NA NA 4 

5-10 Y 11 5 5 5 

10 N NA NA NA NA 

10-15 Y 11 5 5 4 

15 N 11 5 5 5 

Acceptable 

image 
 

≥8 ≥4 ≥4 ≥3 

8/11 8/11 8/11 9/11 

72.7% 72.7% 72.7%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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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외상환자에게 있어서 병원전 환자 평가는 임상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다29.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병원전 외상환자 분류개요는 환자의 생리학적, 

해부학적, 손상기전별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상황의 가능성

을 판단하도록 하는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둔상의 경우 복강내 출혈은 그 

양이 많아 혈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초기에 알아내기 어려우며 이러한 과소

분류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구급대원이 초기 외상환자 

평가에서 복부초음파(FAST)를 높은 수준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환자가 병원에 도

착하기 전에 외상팀과 수술장 및 각종 검사와 시술을 준비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이다.  

외상환자에 대해 병원전단계의 초음파시행이 가지는 유용성은 이미 유럽 등에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우리나라 등 병원전에 초음파 시행에 익숙한 의

사가 직접 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초음파 시행이 가질 수 있는 잇점

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병원전 혈복강 여부가 무

작위로 배정된 인체 모형을 이용하여 응급구조사가 초음파를 시행하고 이 영상을 

응급실로 전송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재차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응급

수술이나 응급중재술이 요구되는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

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병원전에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이전 연구들은 그 시행 주체가 의료인이거나 외과 

의사일 경우 높은 진단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병원전 의료인이 시행한 복부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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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93%의 민감도와 99%의 특이도를 보여주었고 99%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9. 외과의사를 시행주체로 한 군 관련 연구에서도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율, 음성

예측율을 각각 81.3%, 100%, 100%, 95.7%로 보고하였고 정확도를 96.4%로 기

술한 바 있다10. 최근의 연구에서 수준높은 구급대원이 병원전에 초음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해본 경우가 있었는데 저자들은 7.7%(8/104)에서 구급대원들이 적

절한 영상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30. 

 

본 연구의 사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훈련받은 응급구조사들이 80.1%에서 95%의 

복강내 체액저류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이전 다른 연구들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능력과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현재 응급구조사가 병원전에 초음파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우리나라에서의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훈련받은 응급구조사가 

병원전에 초음파를 시행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판단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전송하여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판단한 결과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0%, 85.3%였고 정확도는 87.7%였으며 전문의들로만 분석해 보았을 때 민감도

와 특이도는 각각 90.0%, 88.6%였고 정확도는 89.3%였다. 이러한 수치는 외국에

서 수행된 의료인이 시행한 복부초음파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기는 하지

만 구급대원이 시행한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사전 연구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한 경우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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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획득된 영상자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 팬텀을 이용하

여 영상의학과 의사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를 진행한 방법은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했던 다른 연구에서31-32 이용했던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사전 연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직접 팬텀을 이용한 영상을 

획득하였을 때 공간 해상도, 최대 관통 깊이, 기능적 해상도, 회색조와 역학 범위가 

각각 100%, 76.9%, 100%, 92.3% 였던 것에 반하여 응급구조사가 팬텀을 이용하

여 획득한 영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72.7%, 72.7%, 72.7%, 81.8%로 다소 낮았

다. 응급구조사가 초음파 영상을 획득할 때 영상깊이 설정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팬텀 영상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이 획

득되었으므로 영상평가가 제한적이긴 하나, 두 술자간 초음파 영상의 획득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어느정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는 모

든 항목에서 70%이상의 결과를 보여 영상을 판독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는 것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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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병원 전 단계에서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가 복부초음파(FAST)의 영상을 

획득하여 전송 후 체액저류 유무에 대해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87.7%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 향후 추가 연구 및 보완을 통해 실제 임상적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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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 Using ultrasound in prehospital stage is not routinely practiced 

because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to support the reliability of ultrasound 

results performed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EMT) in Korea and 

North America where doctors are not dispatched with an ambulance to the 

sce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linical applicability of a 

real-time prehospital ultrasound images transmission system for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FAST) performed by EMTs in 

considera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EMT’s work in Korea 

 

Methods : A wireless real-time ultrasound image transmission system is 

comprised of a commercial ultrasound system with a convex array abdominal 

transducer and a notebook computer connected with a 3G wireless network 

for video data transmission. We planned a simulation experiment on 

prehospital ultrasound performed by EMT and on the diagnosis of 

hemoperitoneum by emergency physicians based on the transmitted video 

feed of ultrasound images. Ultrasound was performed on the anatomical model 

of the human body called “Phantom” with organs similar to human organs 

with simulated hemoperitoneum. Each video feed of rearranged ultrasound 

images was shown to an emergency physician, and they made the diagnosis 

about the presence of hemoperiton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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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Among 23 video feeds of ultrasound images, twenty-one images (10 

abnormal cases/11 normal cases) were enrolled in the final analysis. Total 13 

emergency physicians(8 emergency medicine attendings and 5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90.0%(95% Confidence Interval: 83.5-94.6) and 85.3%(95% Confidence 

Interval: 78.4-90.7) respectively, and the accuracy for detecting abnormal 

ultrasound results was 87.7%(95% Confidence Interval: 83.8-91.6).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curacy of diagnosis 

between emergency medicine attendings and residents.  

 

Conclusion : Diagnosis of hemoperitonuem in trauma patients by an emergency 

physician based on the transmitted video feed of FAST performed by EMT is 

proven to be feasible with an accuracy of 87.7% 

 

Keywords :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FAST),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EMT), Real-time transmiss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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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지 않는 우리나라나 북미의 경우 응급구조사에 의한 

초음파 결과의 신뢰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병원전 초음파의 사용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현장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임상적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 상업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초음파 장비와 노트북 컴퓨터, 3G 무선 통신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혈복강을 

구현할 수 있는 팬텀을 이용하여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가 복부초음파 영상을 

획득하여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된 영상을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단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상의 질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사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 : 23 개의 전송된 영상 중에서 21 개의 영상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두 

13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8 명의 전문의 및 5 명의 전공의)가 판독에 참여하였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0%, 85.3%였으며 95% 신뢰구간은 83.5-94.6%, 

78.4-90.7%였다. 또한, 혈복강 여부에 대한 복부초음파 진단의 정확도는 

87.7%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사이에 진단 정확도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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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응급구조사에 의해 시행되고 전송된 복부초음파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혈복강을 진단하는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임상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전송 시스템에 의한 혈복강 진단의 

정확도는 87.7%이다. 향후 실제현장을 염두에 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단어 : 병원전, 응급구조사, 초음파, 실시간전송,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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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은 지속되어 왔으며, 병원단계 응급의료는 시설, 장

비, 인력 면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기능적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

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전 119 응급의료체계는 기본응급의료서비스 

(Basic Life Support)만 제공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준의 한 

서비스만 제공할뿐더러, 지역 특성의 구분 없이 같은 유형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병원 전 응급의료의 수준은 과

거 구조 및 이송(Rescue and Transport)이라는 기본 응급의료(Basic Life 

Support, BLS) 개념에서 구조, 평가, 처치, 중증도 분류, 및 이송(Rescue, 

Evaluation, Treatment, Triage and Transport)이라는 전문 응급의료(Advanced 

Life Support, ALS)로 그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병원 전 응급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탑재

한 중환자 전용 구급차의 도입(Mobile-ICU 혹은 ALS 구급차)과 전문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응급구조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특히 

응급구조사에 의한 외상 환자의 중등도 분류는 병원 전 의료지도, 환자처치, 이송병

원 선정 그리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정보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외상 환자의 신속한 진단, 중등도 분류, 조기 처치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3. 복부 외상의 경우 이학적 검사는 신뢰할 수 없으며 초음파나 

전산화 단층촬영 같은 영상학적 진단도구가 필요하다4-6. 외상 환자의 복강 내 출혈 

발견 및 그에 따른 중등도 분류시 복부초음파가 매우 유용하며7-8, 만일 영상학적 

진단도구를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다면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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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을 것이다9-13. 구급차에 탑승한 의사나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단기교육(1 day course)으로 신뢰할 만한 복부초음파(Focu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 FAST)를 시행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은 이미 수

차례 발표된 바 있다14-20. 하지만 단기교육 후 응급구조사에 의한 복부초음파

(FAST)의 정확성이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23-25는 아직까지 미비하며 특히, 

이의 전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27-28. 

병원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의 경우 병원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

직까지 관례화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유럽과 달리 직접 의료인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급대원에 의한 초음파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병원전단계의 초음파 시행

이 응급의학 영역에서 주목되고 있으며 복부나 흉강의 저류된 액체 발견이나 임신

여부 진단, 심장에 대한 진단, 간, 신장, 소장, 비장 및 췌장 등과 관련한 각종 진단

에도 유용하고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도 PEA를 감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헬기나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의

학 의사들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이미 알려진 병원단계의 초음파 유용성을 병원전

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기에 우리 실정과는 다르다. 최근 미국에서는 구급대원이 시

행하는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하면서 초음파 probe의 위치를 

조정하여 원하는 영상을 얻도록 시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5분내에 원하는 영

상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2. 이와 달리 위성전송을 이용한 초음파 전송의 경

우 임상적용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라는 보고도 있었다26.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부초음파(FAST)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사전연구에 이어, 병원 전 단계에서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

부초음파(FAST)의 영상 전송 및 이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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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가. 응급구조사 초음파 시행에 관한 선행연구 

 

1) 연구대상 

 

연구 기간 중 일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만 18세 성인환자 중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거나 혹은 예정인 환자이며, 피험자나 

법정 대리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와 응급의료센터 방문시 이미 사

망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교육과정을 통해 초음파의 원

리, 복부해부학을 포함한 2시간의 이론 교육와 초음파 기기 작동법을 교육하였으며 

이후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복부초음파(FAST)를 적용해

보는 2시간의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복부초음파 교육을 받고 연구에 참여하

는 응급구조사가 야간 응급실 업무에 참여하기 전 오후 9:00에 재원하고 있는 환

자 중 권역센터 내 응급CT실에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이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이

미 실시한 환자를 파악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피험자 선정기

준에 맞는지 확인 후 구두설명을 하고 동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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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초음파(FAST)를 시행하고, 증례기록지를 통해 연구등록번호, 이름, 나이, 성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수, 호흡수, 복부초음파(FAST) 복강내 체액저류 여

부, 복부초음파(FAST) 소요시간의 결과를 기록하였다. 연구대상 환자에 대한 자료

는 별도의 연구등록번호를 기입한 증례기록지로 수집하여 전산에 입력하였다. 응급

구조사가 시행한 복부초음파(FAST)의 결과와 확진 도구인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의 결과를 비교하여 복부초음파(FAST)의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정확도를 계산하

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정식 판독은 근거로 

하였으며 복강내 체액저류의 여부, 위치 및 체액저류 양도 정식판독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5일 까지 97일간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60명 중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맞는 403명에게 동의서를 제출하여 

240명(59.5%)에서 연구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복부초음파 (FAST) 시

행시간은 124.9 ± 60.3초 이었다. 연구대상 중 남녀 비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환

자의 주 진단은 악성 신생물이 98명(40.8%)으로 제일 많았다(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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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ati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40 (%) 

Sex   

Male 131 54.8 

Female 109 45.2 

Main diagnosis   

Neoplasm 98 40.8 

Disease of digestive sSystem 76 31.6 

Infectious disease 35 14.5 

 Disease of other System 31 12.9 

 Mean SD 

Age 57.9 16.7 

Systolic blood pressure 122.4 25.0 

Diastolic Blood pressure 74.6 15.4 

Pluse rate 92.7 20.0 

Respiration rate 20.4 2.0 

SD: standard deviation   

 

대상 환자들의 복부전산화단층촬영 중 총 80건에서 복강내 혹은 심막강내 체액 저

류가 발견되었으며 체액 저류의 위치는 골반강이 39예(48.8%)로 제일 많았다. 체

액저류의 양은 소량(small amount)이 51예(63.8%), 중간량(medium amount)이 

15예(18.8%), 대량(large amount)이 14예(1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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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findings 

 Number (%) 

Ascite amount   

Small 51 63.8 

Medium 15 18.8 

Large 14 17.6 

Total 80 100 

Ascite location   

 Cardiac 1 1.3 

 RUQa 23 28.8 

 LUQb 1 1.3 

 Pelvic 39 48.8 

 RUQ+LUQ 2 2.5 

 LUQ+Pelvic 2 2.5 

 RUQ+Pelvic 7 8.6 

 RUQ+LUQ+Pelvic 5 6.3 

 Cardiac+RUQ+LUQ+Pelvic 0 0 

Total 80 100 

RUQ: right upper quadrant 

LUQ: left upper quadrant 

 

확진 검사인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결과와 비교하여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부

초음파(FAST)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는 각각 61.3%(95% Confidence 

Interval: 50.3-71.2), 96.3%(95% Confidence Interval: 92.1-98.3), 

84.6%(95% Confidence Interval: 76.7-92.5)이었다. 복강내 체액 저류량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복부초음파의 복강내 체액 저류 발견율(Detection Rate)은 



7 

 

중간량 이상에서 86.2%를 보였다.  

 

Table 2.3 Overall result of FAST examination performed by EMT 

FAST findings 

Abdominal CT findings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 

(95% CI) 

Accuracy

(%) 

(95% CI)

Ascites(+) Ascites(-)

(n=80) (n=160) 

Ascites(+) 49 6 61.3 

(50.3-

71.2) 

96.3 

(92.1-

98.3) 

84.6 

(76.7-

92.5) Ascites(-) 31 154 

FAST: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T: computed tomography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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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음파 영상의 전송에 관한 선행연구  

 

1) 연구대상  

 

초음파 영상의 질 관리에 이용되는 도구인 multipurpose phantom model 

539(ATS laboratories, Bridgeport, CT, USA)를 이용하였다. 

 

 

Figure 2.1 Multipurpose phantom 

 

 

 

  



9 

 

2) 연구방법 

 

병원전 초음파 영상의 실시간 전송을 위하여 휴대용 초음파(Sonosite Inc., Bothel, 

WA, USA) 기계를 이용한 초음파 영상 전송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는 초음파 장치

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획득한 뒤 초음파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

환하고 이를 와이브로 무선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응급실로 실시간 전송하는 장치

이다. 이를 이용하여 응급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송된 초음파 영상을 모니터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두명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구급차에 탑승하여 다목적 팬텀을 대상으로 초음파 영상

을 획득하고 이를 실시간 전송하였다. 영상의 획득과 전송은 응급실로부터 1, 3, 5, 

10, 15km 거리의 위치에서 정지시에 시행하였고 각 위치간 이동시에도 시행하였

다. 

병원전 초음파 영상의 실시간 전송의 성공률, 전송된 영상 파일의 크기, 그리고 전

송 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전송된 초음파 영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1명의 영

상의학과 의사가 공간 해상도 (spatial resolution: 0-11점), 최대 깊이 관통

(maximum depth penetration: 0-8점), 기능적 해상도(functional resolution: 0-

8점), 회색조와 역학 범위(gray scale and dynamic range: 0-6점) 등을 점수화하

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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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총 15회의 병원전 초음파 영상의 획득 및 전송을 시도하였고, 7회는 각 거리의 위

치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시도하였고, 8회는 구급차 이동 중에 영상획득 및 전송을 

시행하였다. 총 15회의 전송 시도 중 13회(86.7%)에서 초음파 영상의 획득과 전

송에 성공하였다. 전송된 영상의 파일 크기는 평균 686.0kbyte (최소:65.6, 최대: 

1554.4)였고, 전송 속도는 평균 669.9kbyte/s (최소: 64, 최대: 1518)이었다. 

 

Table 2.4 Result of real time transmission of US images from ambulance to ED 

  
File size 

(kbyte) 

Transmission speed 

(mean, kbyte/s) 
Transmission site

Transmission  

success 

1 65.5 64 Migration Yes 

2 316.9 309.5 1 km Yes 

3 750.6 733 1 km  Yes 

4 745.0 727.5 Migration Yes 

5 72.7 - Migration No 

6 411.1 401.5 3km  Yes 

7 644.6 629.5 Migration Yes 

8 541.2 528.5 5km  Yes 

9 1554.4 1518 Migration Yes 

10 685.6 669.5 10km  Yes 

11 992.8 969.5   Migration Yes 

12 763.4 745.5   Migration Yes 

13 583.7 570 15km  Yes 

14 863.7 843.5   Migration Yes 

15 2022.4 -   Mig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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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전송을 성공한 13개의 영상 중에서 12개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의 질을 평

가하였다. 1개의 영상은 질 평가를 하기에 영상의 크기가 작아서 제외하였다. 공간 

해상도 기준에서는 12개의 영상 모두가 11점을 획득하였다. 최대 관통 깊이에서는 

9개의 영상이 8점, 3개의 영상이 7점을 받았다. 기능적 해상도에서는 10개의 영상

이 7점, 2개의 영상이 6점을 받았다. 회색조와 역학 범위에서는 3개의 영상이 5점, 

6개의 영상이 4점, 그리고 3개의 영상이 1점을 받았다. 

Table 2.5 Evaluation of transmitted US images by radiologist 

  
Spatial 

resolution 

Maximum depth 

peneration 

Functional 

resolution 

Gray scale and 

dynamic range 

 0-11 0-8 0-8 0-6 

1 NA NA NA NA 

2 11 8 7 4 

3 11 8 7 4 

4 11 7 7 4 

5 NA NA NA NA 

6 11 7 7 4 

7 11 7 7 4 

8 11 8 7 5 

9 11 8 6 4 

10 11 8 7 5 

11 11 8 6 4 

12 11 8 7 4 

13 11 8 7 3 

14 11 8 7 5 

15 NA NA NA NA 

Acceptable 

image 

≥11 ≥8 ≥6 ≥4 

13/13 10/13 13/13 12/13 

100% 76.9% 100%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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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재료 및 방법 

 

가. 전송장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로는 예상치 

못한 접속 끊김 현상과 불안정한 밴드위스 변화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

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예상치 못한 접속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 현재 얼

마만큼의 의료 데이터가 원격지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

은 TCP 소켓의 경우 접속 해지 시 전송상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

문이다. 더욱이 TCP 소켓에 입력된 데이터도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추가로 버퍼링 해 놓지 않은 경우 손실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또한, 가변적인 네트워크 전

송속도 하에서 지속적인 데이터 전송은 TCP 소켓의 dead lock을 유도할 수도 있

고, 또한 전송 버퍼의 오버플로우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만약, 

데이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버퍼 크기를 증가시킨다면, 이는 실시간 반응성의 특성

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사용 무선네트워크의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의료 목적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송계층에 해당하는 무선 프로토콜을 개발하였고,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1. 접속해지 시 자동 재접속 시도 

  2. 데이터 완결성 보장 

  3. 주기적 연결확인 



13 

 

  4. 사용자 프로그램에 RTT (Round Trip Time) 정보 제공 및 버퍼 사용율 정보 

제공 

각각의 특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1번 특성의 경우 무선 상황에서는 접속 끊

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반응성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재접속

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재접속 시도를 하는 것이 더 빠른 반

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번의 경우 의료 데이터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패킷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수신 측에서 확인

함으로써 접속 해지 후 재접속이 이뤄진 후에도 데이터를 손실 및 중복 없이 완결

성을 유지할 수 있다. 3번의 경우 주기적으로 소켓의 연결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발

생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주기적으로 연결확

인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 특성의 경우 사용자 프로그램

에 현재 RTT 값과 내부 전송버퍼의 포화율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와 같은 무선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실시간 초음파 영상의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무선 네트워크는 3G 망을 사용하였고, 초음파 영상 획

득을 위해 SonoSite TITAN® and C60/5-2 Convex Array Abdominal 

transducer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은 사전에 훈련된 구조사에 의해 지정된 위

치와 순서에 의해서 획득된다. 획득된 아날로그 영상은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 

640x480 크기로 변환되어 소형 랩탑 컴퓨터에서  캡쳐 된다. 이후 영상 데이터는 

JPEG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인코딩 되어 전송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선

된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밴드위스가 늘어났음에도 아직 

실시간 영상 스트림을 보낼 만큼의 밴드위스를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확보하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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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변적인 무선 네트워트의 밴드위스에 대처하기 위

해 압축율과 frame rate를 조절하였다. 영상 화질의 평가는 PSNR (Peak signal-

to-noise)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30~50dB 의 값으로 

압축을 하지만 무선 전송의 경우 20~25dB 값도 허용된다. 하지만 의료 영상의 경

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초음파 영상의 경우 흑백 영상으로 구성되

기 때문에 높은 PSNR 값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영상 압축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초음파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팬텀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30~40dB 

사이의 PSNR 값을 갖는 압축율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의 경우 일반 영상과 달

리 영상의 대부분이 검은색이고, Gray-Scale 영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상의 

고화질을 유지한 채 압축율을 높힐 수 있었다.  

앞서 설명된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전송 알고리즘에서 우리는 RTT 정보와 

전송 버퍼의 포화율 정보를 사용자 프로그램 계층에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자로 하여금 데이터 전송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그램의 안정화된 성능과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개발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은 각각의 기능을 바탕으로 각각 독립적 모듈로 개발된 

뒤 최종적으로 사용자 프로그램 계층에서 그 기능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각각 모듈

들의 기능은 철저히 가상화 (abstract) 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전송율의 변화가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즉, 입력 데이터

가 전송 버퍼내로 이동한 것이 곧 전송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전송상태 정보를 사용자 프로그램에 제공함으로써 영상 데이터 처리 모듈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데이터 전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데이터 입력 속도보다 전송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상태를 가장 

잘 제공하는 것이 RTT 값과 전송버퍼의 포화율이다. RTT 값은 서버와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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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사이에 실시간 데이터 전송율 정보를 제공한다. 즉, 앞선 데이터 전송속도를 바

탕으로 다음번 데이터 전송속도 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전송버퍼의 

포화율의 경우 현재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 입력 속도와 데이터 전송의 상대적인 속

도를 반영한다.  RTT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것이라면, 전송버퍼 포화율은 데이터 

버퍼링을 통해 RTT 보다는 한 단계 느리지만 전체 스루풋 (throughput)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RTT 값을 모니터링하며 조절하였고, 전송버퍼의 

포화율을 바탕으로 frame rate를 변경하였다. 정해진 범위(PSNR: 30~40dB) 내에

서 영상의 화질 조절은 frame rate 조절에 비해 데이터량 변화가 작기 때문에 실시

간 네트워크 상태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Frame rate의 경우 구조사가 화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이 높을수

록 유리하지만 frame rate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크기가 급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15fps에서 최소 1fps 까지 가변적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Figure 3.1 Real-time transmission device for ultrasound images (Ultrasound

+capture-board +Notebook PC + 3G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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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mbulance inside 

 

나. 전송 알고리즘 및 PSNR 

 

원격지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영상처리 파트, 네트워크 파트, 서버 파트와 같이 크게 3개의 파트로 나

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 영상처리 파트는 이미 여러 타 연구들을 통해서 최

적화가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파트와 서버 

파트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쓰임새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 연구에 맞게 개발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3.3과 같이 영상 처리 파트는 

Dshow.Net과 JPEG 압축/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 파트와 서버 파

트는 자체 개발되어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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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을 요약하면 초음파 장비로부터 나오는 영상 이미지를 Dshow.Net 라

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압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JPEG 압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압축하였다. 이 압축된 이미지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통해

서 직렬화(Serialization)가 되어 서버를 통해서 병원의 응급 의료진에게 전달이 된

다. 수신 과정은 전송 과정의 역순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직렬화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객체화(Objectivation)이 되고 그것을 JPEG 해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PC상에 출력하게 된다. 

 

네트워크 파트와 서버 파트는 기본적으로 n:n 통신(P2P 서버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병원의 방화벽(Firewall)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DMZ서버 

네트워크로 구현이 되어 있다. DMZ서버 기능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구급차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병원 응급 구조실에서 사용하는 장비 모두 Client의 개념으로 

Outbound Connection을 하게 된다. 단일 Client의 네트워크 파트는 Figure 3.3과 

같다. 

Figure 3.3 Wireless network system block diagram for moving ambu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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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파트의 모듈 구성은 크게 송신 버퍼(Tx Data), 수신 버퍼(Rx Data) 그리

고 자체 정의된 패킷 프레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송신과 수신 버퍼는 같

은 형태의 개념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직렬화된 어떤 형태의 데이터로도 받을 수 

있는 1차 버퍼와 그것을 실제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네트

워크 층으로 전달할 때 필요한 Backup 버퍼가 스레드의 형태로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 이는 UI 혹은 네트워크 층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모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

한하여 모듈을 독립 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자체 정의된 패킷 프레임

은 직렬화된 객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64kB까지 그 크기를 자체

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크기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각 영상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전체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Figure 3.4와 같이 현재 프레임 패킷의 송신자와 수신자를 정의하는데 이때 단순히 

송수신자 정보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타입도 같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

다. 이것은 직렬화와 객체화를 용의하게 하며 이기종간 통신에서도 데이터 전송의 

Figure 3.4 Network protocol and packe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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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을 높여 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의 독립 패킷 프레임에 송수신자 정보

를 따로 정의한 것은 n:n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했기 때문이다. TCP/IP 통신의 특

성상 이미 송수신자의 IP정보가 패킷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MZ 서버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n:n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패킷 프

레임 자체에도 송수신자의 고유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서버 파트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DMZ 서버의 구조와 P2P 서버의 

구조를 모두 가져야 하며, 그 이외에도 다른 서버와는 달리 의료 정보를 전송하는 

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네트워크 파트의 경우 

backup 버퍼가 있어서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경우에 마치 서

버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다. 이는 단순히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망제공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서버 파트 자체의 문제일 수

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시자(Observer) 모듈이 필요하

다. 감시자 모듈은 서버 파트의 모든 부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서버의 상태를 

항시 저장하며 동작한다. 만약 서버 혹은 그 부속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

면 전체 시스템을 자동으로 셧다운(Shutdown)을 시킨 후 재시동(Reboot)을 한다. 

재시동이 끝난 후에는 바로 이전 상태로 서버를 복구시켜서 아주 짧은 시간(1-5

초)을 제외하고는 항상 서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한다. 또한 감시자 모듈은 자기 스

스로가 이상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귀 동작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상태가 이상할 경우에도 강제로 셧다운 시킨 후 자동으로 재시동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감시 방법을 이용하여 서버 파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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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부와 원격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거쳐야 한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의 Inbound 포트를 여는 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서버 파트는 병원 내에서 밖으로 접속을 하는 Outbound Connection을 수행해야 

한다. Figure 3.5와 같이 서버 파트는 모든 접속 대상을 Client로 인식하고 그 

Client가 속해 있는 채널(Channel)을 자동으로 찾아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하나의 채널은 Figure 3.6과 같이 송수신 Client 1개씩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송수신 Client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같은 채널 안

에서 n:n통신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병원 내의 여러 의료진과 여

러 구급차를 각각의 목적에 맞는 채널별로 통신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Figure 3.5 Server modules for DMZ and P2P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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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Network channels in server module 

 

본 연구에 사용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Figure 3.7과 같다. 기본적으

로 영상을 확인하는 UI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로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영상 출력 프로그램과 로그 프로그램을 분리한 것은 연속적으로 

전송된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누적된 그 데이터의 저장을 분리함으로써 프로그램

이 오동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마이크로

소프트) 프로그램은 실시간 데이터와 대용량 파일 저장을 함께 수행할 경우 스레드 

충돌(Thread Conflicts)이 발생하면서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같이 두 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나눌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완전히 놓치는 경우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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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로그 프로그램은 UI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다. 즉 UI 프로

그램을 동작시키면 로그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며 일반적

인 경우에는 특별한 조작 없이 원하는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Figure 3.7 User interface(UI) for relief staffs in ambulance and medical doctors i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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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이미지 화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PSN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PSNR이란 

앞서 간략히 설명한 것과 같이 압축한 이미지가 원본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평가하

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컬러 이미지의 PSNR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그레이 스케일의 초음파 영상의 경우에는 명도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평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명도 단계의 PSNR을 구하기 위해 기존 RGB포맷

의 데이터를 YUV(YCbCr 디지털 영상 신호) 포맷으로 변경하고 밝기 정보를 가지

고 있는 Y값만 사용하였다. RGB 포맷을 YUV 포맷으로 변경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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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전송 및 평가 

 

인체의 내부 장기를 그대로 만들었으며 혈복강을 재현할 수 있는 인체 팬텀을 이용

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구조사가 병원전 단계 초음파를 시행하고 이를 응급실로 전

송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혈복강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그림과 같은 인체 모형의 팬텀을 준비하였다. 팬텀은 정상적인 복강내 장기의 

모양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혈복강 상황이 재현되어 있어 초음파로 

액체의 저류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였다. 

이전에 시행한 응급구조사의 초음파 시행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참여했던 구조사 1

명을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정해진 무작위 배정표에 따라 팬텀의 혈복강 재현여부를 

결정하여 준비하였다. 

응급실로부터 0, 1, 3, 5, 10, 15km 거리에서 정차시와 이동 중에 팬텀에 대해 초음

파를 시행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응급실에 전송하였다. 전송된 초음파 영상 자료의 

순서를 통계 프로그램의 무작위 값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 배정함으로써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영상의 전송 거리, 구급차의 이동여부 및 초음파 검

Figure 3.8 Phantom for Focused Abdominal Sonography for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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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행한 응급구조사의 학습효과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였다. 배정된 순서대로 

편집된 초음파 영상을 한번씩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보여주고 미리 준비한 문제지에 

혈복강 유무를 판단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혈복강에 대한 판정기준은 혈복강 상

황이 재현된 팬텀에서 수행된 초음파 영상으로 하였다. 연구 수행영상의 편집 순서

와 혈복강 유무는 영상의 편집자만 알 수 있었으며 연구자 및 초음파 영상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모른 상태로 진행되었다.  통계학적 분석은 STATA/MP 

버전 11.0 (StataCorp., College Station, TX)의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을 이용하여 응급의학과 의사의 혈복강 진단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를 산출하고 혈복강에 대한 병원 전 초음파 검사의 예측도를 평가하

였다. 또한 영상 전송 거리, 구급차의 이동유무 및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

의 자격(전문의/전공의)별로 혈복강에 대한 병원 전 초음파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및 예측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상 전송 거리, 이

동유무, 응급의학과 의사 자격을 보정한 두 가지 모델에 대한 AUC(area under 

curve)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전송된 초음파 영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응급실로부터 0, 1, 3, 5, 10, 

15km 거리에서 정차시와 이동 중에 인체팬텀이 아닌 다목적 팬텀을 대상으로 초

음파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역시 실시간 전송하였다. 이렇게 저장된 전송 초음파 

영상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사의 평가를 진행하여 공간 해상도 (spatial resolution: 

0-11점), 최대 깊이 관통(maximum depth penetration: 0-6점), 기능적 해상도

(functional resolution: 0-6점), 회색조와 역학 범위(gray scale and dynamic 

range: 0-5점)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통해 전송된 영상의 질평가

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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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응급실로부터 1, 3, 5, 10, 15km 거리의 위치에서 정지시와 각 위치간 이동시에 시

행하고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초음파 영상의 기본적인 특성은 Table 5.1과 

같다. 23개의 초음파 영상 중 저장된 분량이 너무 짧아 초음파 영상 판독에 적합하

지 않은 2개의 영상(3km/정지/정상소견/0초, 5 to 10km/이동/비정상소견/4초)을 

제외한 21개의 초음파 영상(비정상 10례/정상 11례)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4.1 Charateristics of transmitted US images  

거리(km) 
구급차 

이동여부 
영상소견

판독 배정 
순서 

Image 
frame 

영상전송 
소요시간(초)  

비고 

0 to 1 이동 

비정상 9 

198 304 재접속 2회

정상 6 

1 정지 

비정상 23 

146 208 

 

정상 18 

1 to 3 이동 

비정상 2 

143 207 재접속 1회

정상 17 

3 정지 

비정상 10 1 0 재접속 2회

비정상 22 4 36  

정상 3 47 67  

3 to 5 이동 

비정상 4 

151 226 재접속 1회

정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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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지 

비정상 16 39 57  

정상 14 45 63  

5 to 10 이동 

비정상 20 18 72  

정상 7 43 58  

정상 21 5 4 터널 

10 정지 

비정상 12 45 50  

정상 11 20 29  

10 to 15 이동 

비정상 5 19 26  

정상 1 48 68  

정상 13 37 52  

15 정지 

비정상 15 73 82  

정상 8 38 65  

 

무작위 순서로 편집된 초음파 영상의 판독에는 3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8명(61.5%), 전공의 5명(38.5%)으로 구성된 13명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참가하였다.  

무작위 순서로 편집된 21개의 초음파 영상(비정상 10례/정상 11례)에 대한 민감도

와 특이도는 각각 90.0%(95% Confidence Interval: 83.5-94.6), 85.3%(95% 

Confidence Interval: 78.4-90.7)이고 정확도는 87.7%(95% Confidence 

Interval: 83.8-91.6)로 나타났다(Tab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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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Overall result of transmitted FAST images interpretation 

US interpretations

Transmitted FAST images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 

(95% CI) 

Accuracy

(%) 

(95% CI)

Abnormal 

Phantom 

Normal 

Phantom 

(n=130) (n=143) 

Abnormal 
(n=13

8) 
117 21 90 

(83.5-

94.6) 

85.3 

(78.4-

90.7) 

87.7 

(83.8-

91.6) Normal 
(n=13

5) 
13 122 

FAST: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 

US: ultrasound sonography 

CI: confidence interval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자격(전문의/전공의) 수준에 따른 민감도, 특이

도는 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각각 90.0%(95% Confidence Interval: 81.2-95.6), 

88.6%(95% Confidence Interval: 80.1-94.4)이고 전공의 자격자에서는 각각 

90.0%(95% Confidence Interval: 78.2-96.7), 80.0%(95% Confidence Interval: 

67.0-89.6)이었다. 응급의학과 자격 수준에 따른 전송된 초음파 영상에 대한 판독

의 정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전문의 vs. 전공의: 

89.3(84.6-94.0) vs. 85(78.2-91.8), p=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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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by EM physicians’position 

 N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95% CI) 

Accuracy(%) 

(95% CI) 
p-value 

EM board 168 
90 

(81.2-95.6)

88.6 

(80.1-94.4) 

89.3 

(84.6-94.0) 
0.31 

EM resident 105 
90 

(78.2-96.7)

80 

(67.0-89.6) 

85 

(78.2-91.8) 

EM: emergency medicine 

CI: confidence interval 

 

초음파 영상 전송 상황 및 전송된 영상 판독자에 의한 병원 전 초음파 영상의 혈복

강 판독의 정확도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상 전송 거리, 구급차

의 이동유무 및 판독에 참가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자격(전문의/전공의)에 대해 보

정한 모형의 혈복강에 대한 판독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보정하지 않은 모형과 다변

수 보정 모형의 AUC(area under curve)값은 각각 0.877(95% Confidence 

Interval: 0.838-0.916), 0.897(95% Confidence Interval: 0.858-0.935)이었고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0.05, Figur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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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omparison of accuracy with unadjusted and adjusted models 

 N AUC Standard error 95% CI p-value

unadjusted model 273 0.877 0.020 0.838-0.916 
0.05 

*adjusted model 273 0.897 0.020 0.858-0.935 

EM: emergency medicine 

AUC: area under curve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EM physicians’ position(board/resident), ambulance move/stop and 

distance 

 

 

 

 

0.
0

0
0.

2
5

0.
5

0
0.

7
5

1.
0

0
S

e
n

si
tiv

ity

0.00 0.25 0.50 0.75 1.00
1-Specificity

Unadjusted AUC: 0.877 Adjusted AUC: 0.897 Reference

Figure 4.1 The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 with

unadjusted model and adjusted model 



31 

 

 

전송을 통해 수집된 거리 및 이동여부에 따른 12개의 영상에 대해서 영상의 질을 

평가하였다. 공간 해상도 기준에서는 12개의 영상 모두가 11점을 획득하였다. 최대 

관통 깊이에서는 9개의 영상이 8점, 3개의 영상이 7점을 받았다. 기능적 해상도에

서는 10개의 영상이 7점, 2개의 영상이 6점을 받았다. 회색조와 역학 범위에서는 

3개의 영상이 5점, 6개의 영상이 4점, 그리고 3개의 영상이 1점을 받았다. 

 

Table 4.5 Evaluation of transmitted US images by radiologist 

Distance 

(km) 
Moving

Spatial 

resolution 

Maximum depth 

peneration 

Functional 

resolution 

Gray scale and 

dynamic range 

Range  0-11 0-6 0-6 0-5 

0 N NA 3 3 2 

0-1 Y 11 5 4 4 

1 N 11 5 4 4 

1-3 Y 11 5 5 3 

3 N 11 5 5 3 

3-5 Y 11 5 5 4 

5 N NA NA NA 4 

5-10 Y 11 5 5 5 

10 N NA NA NA NA 

10-15 Y 11 5 5 4 

15 N 11 5 5 5 

Acceptable 

image 
 

≥8 ≥4 ≥4 ≥3 

8/11 8/11 8/11 9/11 

72.7% 72.7% 72.7%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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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외상환자에게 있어서 병원전 환자 평가는 임상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다29.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병원전 외상환자 분류개요는 환자의 생리학적, 

해부학적, 손상기전별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상황의 가능성

을 판단하도록 하는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둔상의 경우 복강내 출혈은 그 

양이 많아 혈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초기에 알아내기 어려우며 이러한 과소

분류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구급대원이 초기 외상환자 

평가에서 복부초음파(FAST)를 높은 수준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환자가 병원에 도

착하기 전에 외상팀과 수술장 및 각종 검사와 시술을 준비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이다.  

외상환자에 대해 병원전단계의 초음파시행이 가지는 유용성은 이미 유럽 등에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우리나라 등 병원전에 초음파 시행에 익숙한 의

사가 직접 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초음파 시행이 가질 수 있는 잇점

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병원전 혈복강 여부가 무

작위로 배정된 인체 모형을 이용하여 응급구조사가 초음파를 시행하고 이 영상을 

응급실로 전송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재차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응급

수술이나 응급중재술이 요구되는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

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병원전에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이전 연구들은 그 시행 주체가 의료인이거나 외과 

의사일 경우 높은 진단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병원전 의료인이 시행한 복부초음파



33 

 

에서는 93%의 민감도와 99%의 특이도를 보여주었고 99%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9. 외과의사를 시행주체로 한 군 관련 연구에서도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율, 음성

예측율을 각각 81.3%, 100%, 100%, 95.7%로 보고하였고 정확도를 96.4%로 기

술한 바 있다10. 최근의 연구에서 수준높은 구급대원이 병원전에 초음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해본 경우가 있었는데 저자들은 7.7%(8/104)에서 구급대원들이 적

절한 영상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30. 

 

본 연구의 사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훈련받은 응급구조사들이 80.1%에서 95%의 

복강내 체액저류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이전 다른 연구들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능력과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현재 응급구조사가 병원전에 초음파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우리나라에서의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훈련받은 응급구조사가 

병원전에 초음파를 시행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판단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전송하여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판단한 결과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0%, 85.3%였고 정확도는 87.7%였으며 전문의들로만 분석해 보았을 때 민감도

와 특이도는 각각 90.0%, 88.6%였고 정확도는 89.3%였다. 이러한 수치는 외국에

서 수행된 의료인이 시행한 복부초음파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기는 하지

만 구급대원이 시행한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사전 연구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접 판단하도록 한 경우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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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획득된 영상자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 팬텀을 이용하

여 영상의학과 의사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를 진행한 방법은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했던 다른 연구에서31-32 이용했던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사전 연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직접 팬텀을 이용한 영상을 

획득하였을 때 공간 해상도, 최대 관통 깊이, 기능적 해상도, 회색조와 역학 범위가 

각각 100%, 76.9%, 100%, 92.3% 였던 것에 반하여 응급구조사가 팬텀을 이용하

여 획득한 영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72.7%, 72.7%, 72.7%, 81.8%로 다소 낮았

다. 응급구조사가 초음파 영상을 획득할 때 영상깊이 설정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팬텀 영상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이 획

득되었으므로 영상평가가 제한적이긴 하나, 두 술자간 초음파 영상의 획득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어느정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는 모

든 항목에서 70%이상의 결과를 보여 영상을 판독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는 것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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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병원 전 단계에서 외상환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가 복부초음파(FAST)의 영상을 

획득하여 전송 후 체액저류 유무에 대해 의료진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87.7%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 향후 추가 연구 및 보완을 통해 실제 임상적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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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 Using ultrasound in prehospital stage is not routinely practiced 

because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to support the reliability of ultrasound 

results performed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EMT) in Korea and 

North America where doctors are not dispatched with an ambulance to the 

sce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clinical applicability of a 

real-time prehospital ultrasound images transmission system for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FAST) performed by EMTs in 

considera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EMT’s work in Korea 

 

Methods : A wireless real-time ultrasound image transmission system is 

comprised of a commercial ultrasound system with a convex array abdominal 

transducer and a notebook computer connected with a 3G wireless network 

for video data transmission. We planned a simulation experiment on 

prehospital ultrasound performed by EMT and on the diagnosis of 

hemoperitoneum by emergency physicians based on the transmitted video 

feed of ultrasound images. Ultrasound was performed on the anatomical model 

of the human body called “Phantom” with organs similar to human organs 

with simulated hemoperitoneum. Each video feed of rearranged ultrasound 

images was shown to an emergency physician, and they made the diagnosis 

about the presence of hemoperiton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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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Among 23 video feeds of ultrasound images, twenty-one images (10 

abnormal cases/11 normal cases) were enrolled in the final analysis. Total 13 

emergency physicians(8 emergency medicine attendings and 5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90.0%(95% Confidence Interval: 83.5-94.6) and 85.3%(95% Confidence 

Interval: 78.4-90.7) respectively, and the accuracy for detecting abnormal 

ultrasound results was 87.7%(95% Confidence Interval: 83.8-91.6).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curacy of diagnosis 

between emergency medicine attendings and residents.  

 

Conclusion : Diagnosis of hemoperitonuem in trauma patients by an emergency 

physician based on the transmitted video feed of FAST performed by EMT is 

proven to be feasible with an accuracy of 87.7% 

 

Keywords : Focused assessment with sonography for trauma(FAST),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EMT), Real-time transmiss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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